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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꿈꾼다는것은오랫동안많은이들로부터비유되어온

말입니다. 그러나점점더이말은 화에서그저비유가아니라

어쩌면 정말 그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왔습니다.

라깡과알뛰세를지나치게심각하게읽은 화비평가들은거의

기겁을하 고, 보들리야르를들고온이들은여기한술더떠서

현실이 화를 닮은 가짜라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늘어놓게 되

었습니다. 이제여기에중재자가필요하게된것입니다. 우리는

부천 화제가 그 사이에서 논쟁 신 행복한 화해를 불러 오기

를희망합니다. 그래서이 화제에우리들은그모든책을놓아두고그저롤랑바르뜨의얇

은단상집인『텍스트의쾌락』을가져갈생각입니다. 우리는크리스마스를앞에둔이 화

제에서행복을발견하고싶습니다. 

그러나우리들은또한이 화제가온갖우여곡절끝에두번째 화제를가까스로만들어

낼수있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지난2년동안갑자기 화제가과잉하는지경에이

르 고,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화제들이 멸종(이런!)하거나

아니면완전히환골탈태하는지경에이르른것입니다. 그안에서부천판타스틱 화제의가

장 훌륭한 점은 그들 스스로 모든 다른 화제로부터 차별의 전략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찾

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르쥬 멜리에스의 꿈결 같은 무성 화

의진수들을필름으로볼수있었겠습까? 또는라스폰트리에의<킹덤>으로시작되는심야

극장문화‘탄생’은전적으로이곳으로부터자기의진원지를갖고시작된유행입니다. 그러

나 우여곡절은 결코 부천 판타스틱 화제를 피해가지 않았고, 이미 약속한 시간보다 넉달

이나뒤늦게크리스마스선물처럼찾아온것입니다. 우리들은위기앞에서자신들의 화제

를 지켜낸 분천 판타스틱 화제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들은 화제가좀더많아져야한다고굳게믿기때문입니다. 그러나그들모

두가평화롭게공존하기위해서는자기의정체성을얻어내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한일이

될것입니다. 그래서우리들은부천판타스틱 화제의지속은무엇보다도소중하며, 동시에

(인권 화제나 노동 화제, 그리고 퀴어 화제와 다른 의미에서) 지켜내야 한다고 믿습니

다. 정말로 한탕주의 화제들의 범람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언하는 것은 무었보다도 중

요한일이될것입니다. 

만일부산국제 화제가이미우리들이너무나잘알고있는거장들과 가들의미지의

화들을‘확인’하는 커다란 축제라면, 부천판타스틱 화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낯선 시네아

스트들을‘발견’하는 작은 하우스 파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프랑소와-

자끄오쌍을만나게되는것은예상치않은선물입니다. 오쌍은누벨이마쥬세 에등장하

지만, 언제나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 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의 지에서조차 망명을 떠

난 사람처럼 낯선 화들의 이미지들을 찾아 떠돌면서 무성 화시 의 가들처럼 잠드는

사람입니다. 그가파리에서칠레까지, 또는그리피스의무성 화에서50년 필름느와르를

거쳐 화들사이의새로운도주선을만들어내고있는것은전적으로오쌍의창조적인계보

일 것입니다. 여기에 스무편의 미지의 단편

화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레니엄의

귀여운 예고편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일 당

신이이 화들을보고미래에 한비전을발

견한다면 이 스무명의 작가들은 더 없이 행복

하게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화제라는 축제를 가장

행복하게 만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텅 비어있는 화제보다 더 불쌍한 축제는 없

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것은 장례식이라고

불리워야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화에서

여전히꿈을보고싶고, 즐겁게비명을지르고,

그 안에서 행복의 비전을 찾아내기를 원한다

면당신이실천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바로

화제그현장에당신이서서기꺼이표를들

고입장하는것이외에다른방법이있을수없

습니다. 이제숨어서남들이알지못하는 화

나 찾으러 다니는 지겨운 지하문화의 폐쇄적

인 나르시시즘은 그만 두는 편이 옳다고 우리

는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화를함께보고그

자리에서 즐겁게 화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

니다. 화에관한그어떤언어도지식이며권

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에 관한 담론이 서로 함께 노래하는 합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그날 산타 할아버지

를 기다리면서 화에 관한 합창을 함께 불러

보기로약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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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즐거움, 
또는환상의은 함과비명의 화

CHOICE CUT EDITORIAL

우여곡절의 전투를 치루고 두번째 부천판타스틱 화제가 올해의 마지막 화축제

를장식합니다. 그안에서우리들이만나는새로운 화들은정말로다른 화제라

면 만날 수 없는 작품들입니다. 우리들의 귀염둥이(!) 피터 잭슨에서‘신기막측’의

시네아스트 프랑소와-자끄 오쌍에 이르기까지 .우리들게 이것은 미지와의 조우가

될것입니다. 그안에서우리들은 화에서상상과의내기를벌일것이며수많은상

상의선들은우리들을이상한나라의지도처럼이끌것입니다.  그저당신은여기그

자리에멈추어서서마음을열기만하면됩니다. 

두번째부천판타스틱 화제에보내는편지


